
수량 가격 수량 단가 가격
무색인 색인

47.50    50.00    2.90     
53.75    56.25    4.50     

15.00    2.15     
40.00    2.50     
25.00    5.00     

100.00  8.75     
75.00    77.50    8.75     
91.25    93.75    10.00   

125.00  3.00     
11.90    8.75     

5.65      5.65    
wide-margin 159.00  4.40     

BL4704 139.00  7.50     
BL4702 119.00  6.90     

Hardcover 32.95    10.00   
Economy 24.95    10.00   

5.99      10.00   
25.00    10.00   
18.75    2.50     

16.25   
8.75     

21.25    1.50     
31.25    1.90     
25.00    5.00     
37.50    
16.25    
25.00    
21.25    2.50     
40.00    4.00     
40.00    18.75   
22.50    1.25     
22.50    1.90     
5.00     1.90     

37.50    1.90     
18.75    11.25   
43.75    3.75     
37.50    3.15     
37.50    3.75     
22.50    10.65   
21.25    5.00     
18.75    3.15     

6.15      7.50     
11.25    5.65     

5.00      5.00     
10.00    8.75     
15.00    35.00   
25.00    7.50     
18.75    20.00   
10.00    
12.50    
15.00    
31.25    
41.25    
22.50    

피터 럭크만의 주석서

솔로몬의 노래 (도노반)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

창세기 2
출애굽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소선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

여호수아

요한일서 5:7

과학으로 본 진화론의 허구

몰몬교 친구들에게
카톨릭 친구들에게
진화론자 친구들에게

나는 왜 은사주의자가 아닌가
나는 왜 안식교인이 아닌가
은사주의자들의 광란
칼빈주의는 성경적인가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이삼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야고보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이슬람이야기
바른성경 바른교리

코란, 신의 계시인가?
여호와의 증인 친구들에게

조용기 목사

빌립보서
골로새서

영어 KJV (하드커버)
피흘린 발자취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듣는 한글킹제임스성경

럭크만 한글주석성경 (여백성경)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
담대히 외치라
주께로 돌아오라

한영
신약, 시편, 잠언

보급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성경적 성별Little Lambs 신약과 시편

찬송가 가죽 파수꾼의 나팔

강단의 거성

Word of God Preservation Society
P. O. Box 267, Stanton, CA 90680       Tel. ( 213) 448-4456

아래의 란 에 기입하시어 수표 (check) 와 함께 보내 주시며 받는 즉시 발송해 드립니다.
(check payable to: WOGPS)

도서명 도서명단가
바른 양육과 성장

기초로 돌아가자
한글킹제임스 성경

큰글자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초상화들

한글 킹제임스 성경 (작은것)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 당할때

럭크만 한글주석성경
럭크만 한영주석성경

믿음의 좁은길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것인가

Ruckman Reference Bible

영어 (신약 KJV)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복음, 이렇게 전해보세요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마지막 때의미혹 은사주의 
극단적 칼빈주의의 이해

성경으로 본 칼빈주의 5대 강령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칼빈주의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

가죽

찬송가 비닐

데살로니가전후서, 빌레몬서
목회서신
히브리서

크루세이더 시리즈 (Vol.1-11)
알베르토 시리즈(Vol.12-17)

미혹
하나님의 침묵

바른 성경 교리

영적삶의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의 성장8단계

이슬람은 왜 호전적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칼빈주의자인가

요한계시록

에스겔

창세기 1

다니엘



수량 단가 가격
10.00    

2.50     

8.75      2.25     

5.65      1.90     
3.65      2.25     

10.00    1.90     
2.25      1.90     
6.90      1.90     

31.25    3.75     
8.75      1.25     
8.15      1.90     

11.25    3.75     
12.50    1.50     

7.50      1.50     
3.75      2.90     

3.50     
2.50     

2.50      3.75     
16.25    3.50     

3.15      1.50     
5.25      8.75     
5.00      40.00   
8.75      15.00   

25.00    10.65   
40.00    8.15     
12.50    7.50     
12.50    4.50     

6.90      18.75   
12.50    7.50     
11.25    11.90   
50.00    10.00   

6.25      22.50   
40.00   

8.75     
3.75      2.50     
3.75      11.25   
3.75      5.00     
3.75      15.00   
3.75      15.00   
3.75      18.75   
3.75      20.00   
3.75      
3.75      
3.75      7.50     
3.75      8.15     
3.75      5.00     
3.75      7.50     
3.75      10.00   
3.75      5.00     
3.75      10.00   
3.75      10.00   

41.25   8.25     
22.50   6.90     

8.65     
7.50     

6.15      6.25     
1.90      10.00   
1.90      16.25   
8.75      11.25   
8.75      16.25   

릭 워렌의 “목적” 과 사탄의 미혹

성경의 위대한 예언들

휴거 이후에 있을일들
영적전쟁

Vol. 16 네명의 말탄자
Vol. 17 거짓 선지자

Vol. 14 대부
Vol. 15 어둠의 세력 

Vol. 7  노마의 방주
Vol. 8  위대한 선물
Vol. 9  빛의 천사

Vol. 10 사탄의 음악
Vol. 11 성경 변개
Vol. 12 알베르토 하나님을 기다리며

크루세이더 시리즈 세트 (Vol.1-11)
알베르토시리즈 세트 (Vol.12-17)

나는 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는가

윌슨의 잠언
응답 받는 기도
아름다운 이야기

고난속에서 지킨 믿음
썩지 않을 면류관

새 천년에 이루어질 성경의 예언들

하나님께서 지키신 성경
로마카톨릭식 성경해석

연막
예수회의 비밀역사

나는 왜 로마 카톨릭이 아닌가

킹제임스성경에 감추어진 심오한 진리들
로마 카토릭과 성경

신약 교회사

술취한 교회들
조직신학 (합본)

폭스의 순교자

책들의 제왕

종말을 알리는 예언시계

Vol. 13 이중 십자가

현저한 차이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

모든 것의 여왕, 마리아

고난의 선물

이 시대를 향한 사탄의 계략들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과 세대주의

외계인, 천사 그리고 우주
성경의 숫자들

마귀를 이기는 어린양의 보혈

조직신학 (창조와 진화)

"성경"을 모르는 민족은 망했다

부패한 이단자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의 거짓 교리들

Vol. 6  진화론의 허구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
수요 기도회를 위한 설교 모음집

창조에 도전하는 자들
젊은이들이 겪은 영적 전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추수의 일곱법칙

Vol. 1  부카레스트 작전

바이블 내비게이션

예언의 지표 이스라엘
죽음의 재같은땅 이스라엘
그림으로 보는 요한 계시록

세대적 진리

성경지도
20세기 순회설교자의 회고록

최후의 보루
정복을 당한 자들

잊혀진 진리들

Vol. 5  대 환란
Vol. 4  악령의 힘

Vol. 3  상처난 얼굴
Vol. 2  부러진 십자가

넘치는 은혜 (존 번연)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라

누가 지옥에 가는가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마귀들과 싸우는 영적전쟁

도서출판 필그림 (경건서적류)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UFO를 둘러싼 음모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섯가지 이단연구
구원의 영원한 보장

짐승의 표

철학과 과학

성경으로 돌아가자
세대주의/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

몸,혼,영
사실, 믿음,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
구원은 쉽게 받을수 있다

죄인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스라엘의 회복

열린 성경 닫힌 마음

휴거와 재림
성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눈 깜짝할 사이가 지난 후

일곱침례
일곱부활
일곱신비
일곱심판
일곱체계

영원히 세워진 주의 말씀

섭리로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성경의 신비
훼손당한 성경

바른 성경을 찾아서 도서명
진리의 지식을 찾아서하나님께서는 한가지 성경을 쓰셨다

반카톨릭 과 교회사

잭 T. 칙 크루세이더 시리즈

성경적 예언

칠십인역의 망상



수량 단가 가격

3.15     

3.15     
3.15     
3.15     
3.15     
1.50     
1.50     
1.50     
1.50     

10.00   

3.15     
3.15     
3.15     
3.15     
3.15     
3.75     
3.75     
3.75     
3.75     
3.75     
3.75     
3.75     

18.75   

15.00   
10.00   
10.00   
12.50   
25.00    
6.25     

18.75   
18.75   
20.00   

7.50     
7.50     

25.00   
6.25   

2.00        
10.00      
10.00      
10.00      
10.00      

5.00        
10.00      
15.00      

10%

기초성경공부 1
기초성경공부 2

7. 보다 깊은 삶 (알브라이언트)

9. 예언적 주제 (알브라이언트)

3. 위로자 성령님
4. 인간과 구원

5.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

락크만주석성경주석모음

스코필드 주석성경 주석모음

10. 하난님의 성품 (알브라이언트)

아주 중요한 약속 (이송오 목사)

5. 성령의 열매 (알브라이언트)
6. 기도와 경건 (알브라이언트)

김경환목사 저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
열매맺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Vol.1)

교회 개혁을 위하여 바른믿음으로 돌아가자

Subtotal

Total

가짜 영어 성경 NIV

도서명

로마 카톨릭과 바빌론 종교
정통교리의 진수

이땅의 개혁을 위하여
락크만주석성경부록

신간

사교집단(프리메이슨)에 속지 말라
모든 것의 시작-창세기

광야의 길 사십년-민수기, 신명기

4. 그리스도의 생애 (알브라이언트)

1.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2. 예수 그리스도

기초성경공부 3

유다와 이스라엘왕국의 연대기
기초성경공부 4

성경공부

설교집

8. 제자의 길 (알브라이언트)

3. 부흥 (알브라이언트)
2. 믿음, 소망, 사랑 (알브라이언트)

약속의 땅을 향하여 - 출애굽기

11. 그리스도의 십자가 (알브라이언트)
12. 성경의 인물들 (알브라이언트)

1. 경배 (알브라이언트)

                up to $50.00

칼빈주의는 왜 이단인가

                over $150.00

은사주의자들의 방언과 치유는 사기다

                up to $150.00

Shipping Rates: up to $20.00

교회 개혁을 위하여 바른성경으로 돌아가자

9/26/2020


